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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생활SOC 현황 및 수요 조사를 통한 부족 시설과 소외지역 파악

  강남구 생활SOC에 대한 현황 및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제시하는 생활서비스 시설, 생활SOC 추진단에서 제안하는 생활SOC 과제 및 분야, 관련 법규 내

용인 공급시설, 기반시설, 기초 생활인프라 등을 검토하여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

  분석의 틀을 기준으로 강남구에 부족한 생활SOC 시설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들의 분류에 따라 동별

로 현황 분석 및 수요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황 분석에서는 물적 기반을 토대로 강남구 생활SOC 시설들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와 더불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인구 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수요 분석을 위한 정량적 분석으로는 서울시 평균 지표와 대비하여 생활SOC 공급 불균형을 

분석하였고 생활SOC 시설별로 보행 기준에 따른 보행 이동 반경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동별 소외지역을 

도출하였다.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을 위해서 강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생활SOC에 대한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생활SOC 시설들의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주차장을 제외하고 강남구의 대부분의 생활SOC 시설들의 지표 값은 서울시의 평균 지표 값과 비교하여 비

슷한 수준이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현황 조사 결과, 동별로 총 인구 및 세대수, 연령별 인구, 가

구 구성 현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동별 생활SOC 우선 공급 시설과 차등 공급 시설 도출

  현황 및 수요 분석을 통하여 강남구의 동별로 생활SOC 우선 공급 시설과 차등 공급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생활SOC 시설들에 대해 공급 불균형 분석, 주민수요 조사 분석을 통해서 

동별로 부족한 생활SOC 시설들을 파악하였고, 이에 더하여 보행 이동 반경 분석을 통하여 소외지역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우선 공급하는 생활SOC 시설들을 분류하였다. 주민수요 조사 분석을 제외하고 공급 불균형 

분석에서 부족한 시설들을 도출하고 보행 이동 반경 분석에서 소외지역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차등 공급 생활

SOC 시설들로 분류하였다. 동별로 도출된 우선공급 및 차등공급 생활SOC 시설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생활SOC 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충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별로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우수 사례를 용도별로 분류하여 조사하지 않고 사업 추진 방안별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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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안별 분류를 통해 국내에서는 공원과 생활SOC 시설 연계, 다수의 주택들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도

서관 건립, 초등학교 대지 일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SOC 조성, 공공건축가를 도입하여 공공건축물 품

격 향상, IT기업 밀집지구 내의 업무 시설에 작은 도서관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해

외에서는 카페와 서점 같은 수익 시설을 유치한 시립도서관 계획,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예술교육기관의 설

립, 대규모 복합시설과 생활SOC 연계 조성, 소매점 및 전시시설을 복합개발한 주차장 등 보다 혁신적인 

사업 방식들을 적용하였다.    

현황 및 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한 건축 시뮬레이션 제안 

  새롭게 생활SOC 시설이 조성될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공간 구성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생활SOC 시설을 구성하는 용도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SOC 현황 및 

수요 분석의 종합분석 결과로 도출된 동별 우선 공급 시설과 차등 공급 시설을 반영하고 주민수요 조사에

서 조사되어진 신규 생활SOC 수요도와 생활SOC 복합화 선호 시설들을 고려하였다. 생활SOC사업 추진 

시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강남구의 노후화된 일부 동 주민센터들을 대상으

로 건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입지 특성에 따라 건축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심형과 외곽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였다. 건축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하여 앞

으로 강남구에 생활SOC 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경우 연구 결과를 어떻게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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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 개요

1 ∙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과거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항만, 교량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공급과 조성을 주요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현재는 대형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하였음

◦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된 것에 반해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인프

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부족하므로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1-1] 선진국 대비 국내 주요 생활인프라 현황

생활인프라 우리나라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

공공도서관 5만 명당 1개소 1∼4만 명당 1개소

실내체육관 5.3만 명당 1개소 1∼2만 명당 1개소

수영장 12.6만 명당 1개소 1∼4만 명당 1개소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 〔2020∼2022〕」, pp.2.

◦ 과거의 사회기반시설 추진 방식은 중앙이 계획하면 지역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사업계획 시점부터 주체가 되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

는 능동적인 사업 추진 방식으로 혁신할 필요성이 있음

‐ 각 지역마다 고유의 지역 특성이 있고 생활SOC에 대한 수요가 다르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1) 

1)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 〔2020∼2022〕」,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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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는데,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자치구 차원에서 조성할 수 있는 생활SOC 사업들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정부의 정책을 자치구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생활권 규모에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자치구에 어떤 생활SOC 시설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자료 : 서울시, 2019.5.16,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10분 동네 생활SOC’ 180개 확충 본격화”」, 보도자료, pp.2.

[그림 1-1] 10분 동네 생활SOC 개념도

◦ 서울시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통해 집에서 도보로 10분 안에 일상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

     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2) 

2) 연구의 목적

◦ 연구를 통해 강남구 생활SOC 조성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과 지원 정책 제시

‐ 생활SOC 3개년 계획 및 복합화 방안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 타자치구 및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외 동향 파악

‐ 생활SOC 분야 및 그 내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 서울시, 2019.5.16,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10분 동네 생활SOC’ 180개 확충 본격화”」, 보도자료,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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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개선 사항 도출

◦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SOC 시설의 현황 분석을 통한 확충 방안 마련

‐ 생활SOC 시설들의 동별 현황 파악

‐ 동별 현황 분석을 기준으로 한 서울시 대비 공급 불균형 분석

‐ 생활SOC로부터 이용자의 보행 이동 반경을 고려한 소외지역 도출 

‐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생활SOC와 원하는 SOC시설들

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를 통해 질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히고자 함

‐ 강남구에 필요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무엇이 있는가?

‐ 생활SOC는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는가? 

‐ 생활SOC 조성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지원되어야 하는가? 

‐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SOC는 무엇인가?

◦ 생활SOC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일조 

‐ 문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여가활동 확대

‐ 생활SOC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 저이용 되는 시설들에 대한 복합화 등의 개선 방안 마련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공간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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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대상, 방법, 내용적 체계

1) 연구의 대상

◦ 강남구에 산재되어 있는 생활SOC 시설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대

상임  

‐ 강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정짓기보다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보행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동별로 생활SOC 시설의 위치 및 개수를 분석하는 것이 필

요함 

◦ 생활SOC의 정책 추진 배경, 개념 정리, 핵심 과제 및 과제 분야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SOC라는 용어의 개념이 생소하므로 관련 법규의 검토 등을 통하여 개념을 정립

하고 정책이 추진되게 된 사회적 배경 및 중요한 과제 및 관련 내용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대상으로 국내·외 우수 생활SOC 사례들의 조사 및 분석

‐ 국내의 타 지자체 및 타 자치구에 지어진 우수 생활SOC 사례들을 조사하여 생활SOC 

계획 방법과 사업 추진 방안들을 분석

‐ 해외 우수 사례들을 통한 다양한 복합화 방안 및 혁신적인 건축계획 방법 분석

◦ 강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동별 주민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주민들의 생활SOC에 대한 

수요 조사

‐ 주민들이 체감하는 동별 생활SOC 충분도, 신규 생활SOC 수요도, 복합화 우선시설 

선호도 등을 조사

◦ 노후화 된 동 주민센터들을 조사하여 그 중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건축 시뮬레이션을 진행

‐ 현황 분석, 주민수요 조사 등을 반영하여 공간 구성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사업 추진의 

합리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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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및 자료 분석

‐ 연구보고서, 논문, 신문기사, 보도자료, 저서 등 과제 관련 문헌조사 및 분석

‐ 생활SOC 정책 추진 배경, 생활SOC 개념, 과제 분야 및 과제 내용 등을 다룬 자료들

을 조사하고 분석함

◦ 생활SOC 현황 분석

‐ 강남구 인구 현황 분석을 통한 동별 인구 현황 조사

‐ GIS 프로그램을 이용한 강남구 동별 생활SOC 시설 수와 위치 현황 조사 및 분석

◦ 생활SOC 수요 분석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생활SOC 10분 보행거리의 보행 이동 반경 분석 

- 현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평균 지표 값과 비교함으로써 강남구 생활SOC 공

급 불균형 분석을 통한 동별 생활SOC 부족 시설 파악

◦ 주민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조사로 진행

‐ 각 행정동별 최소 20샘플 이상 할당하여 조사

‐ 기존 및 신규 생활SOC 시설 수요 조사, 생활SOC 시설 계획 방향, 생활SOC 복합화 

시설 선호도, 생활SOC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 건축 시뮬레이션 

‐ 현황 및 수요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SOC 건축 시뮬레이션 진행 

3) 내용적 체계

◦ 서론 부분에서는 생활SOC 정책이 추진되게 된 배경과 강남구에 지역밀착형 생활SOC 조성

을 위한 연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연구 수행을 위한 대상과 방법 등을 서술함. 

또한 생활SOC에 대한 정의 및 과제 분야 및 과제별 내용과 현황 분석을 위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

◦ 본론 부분에서는 현황 분석으로 강남구 동별 인구 구조와 생활SOC 시설 위치와 개수를 다루

고, 수요 분석으로는 공급 불균형 분석, 소외지역 분석, 주민수요 조사 분석 등의 내용을 기

술함.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방안별 국내·외 생활SOC 우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   



01 연구 개요 7

◦ 결론 부분에서는 현황 분석 및 수요 조사의 결과를 통해 동별 우선 공급 시설과 차등 공급 

시설들을 도출하고 지역별 확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함. 또한 강남구 내 노후 동 주민센터에 

대한 건축 시뮬레이션을 작업하여 연구 결과가 생활SOC 계획 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예

측해 봄

[그림 1-2]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1 장

2 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생활SOC 개념 및 범주 

생활SOC 과제 분야

및 분야별 내용

현황 및 수요 분석을 

위한 기준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3 장 강남구 생활SOC 현황 및 수요 분석

인구, 생활SOC 현황 분석
공급 불균형 분석

소외지역 도출
주민수요 조사 현황 및 주민 설문조사

4 장 사업 추진 방안별 국내·외 생활SOC 우수 사례

타 지자체 및 자치구 국내 사례 사례조사 및 현장견학선진국 혁신 사례

5 장 생활SOC 건축 시뮬레이션

건축설계사무실 위탁연구

생활SOC 정의

6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분석 결과를 활용한 생활SOC 계획 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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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SOC 개념 및 범주

1 ∙ 생활SOC 정의

1) 생활SOC 개념 및 필요성

◦ 과거에 SOC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사회의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을 일컫는 용어라

면, 생활SOC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의미함

◦ ‘국무총리 훈령3)(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의료·복지·교

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

의4)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pp.1. 

[그림 2-1] 종래의 SOC와 생활SOC의 비교

◦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

해주는 자본의 하나임. 교통시설로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을 포함하며 그 외에 전기·통

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의미함. 그 밖에도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 사회 부문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정의하기도 함5)

3)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 〔2020∼2022〕」, pp.1.

5)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6, 「2016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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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는 ‘생활’과 ‘SOC’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 단위에서의 작은 규모의 생활인프라를 뜻함

‐ 여가,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분야와 직결되며 생활SOC 사업은 사람들이 삶을 잘 유

지해 갈 수 있도록 ‘사람’에 중점을 두고 있음6)

자료 : 남지현·조희은, 2019,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362호, pp.9. 

[그림 2-2] 생활SOC 유사 용어 내 시설 간의 관계

◦ 생활SOC는 공공시설, 커뮤니티시설, 돌봄센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특성도 가지고 있음

‐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생활SOC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좀 더 섬세하게 조정

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에서도 한국의 생활SOC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가 있음

‐ 일본의 Ogawa(1976)는 주택·수도·공원·주차장·학교·병원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들과 도로·철도와 같이 산업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들을 통틀

어 living-related infrastructure로 정의

‐ 호주의 Reimers 외(2019)는 한국의 생활SOC와 유사하게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수적

인 인프라를 living infrastructure로 정의하였지만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적인 관리에 

보다 더 중점을 둔 개념임7)

6) 구형수, 2018, 「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 국토정책 Brief, 696호, pp.2. 

7) 윤하중·석재성·유현지, 2019,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SOC」, 국토정책 Brief, 718호, p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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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생활SOC 과제 분야 및 분야별 내용 

1) 생활SOC 과제 분야

◦ 생활SOC 현황 및 수요 조사와 분석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생활SOC에서 제시하는 분야 및 과제들은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포함하여 현황 조사

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의 생활서비스 시설 및 유사한 법적 시설용어 등

을 검토하여 현황 및 수요 조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표 2-1] 생활SOC 3대 분야 및 8대 과제

3

대

분

야

·

8

대

핵

심

과

제

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1)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2)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예술교육기관) 

3) 취약 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4)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 체계

5)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6) 공공 의료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7)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8)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숲

휴양림

야영장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p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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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의 3대 추진분야는 첫째, 여가 활력과 관련하여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둘째, 

생애 돌봄과 관련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셋째, 안전·안심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로 구성됨

‐ 분야별 과제로는 여가 활력 분야에서는 공공 체육인프라 확충, 문화시설 확충, 취약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의 과제들이 포함됨

‐ 생애 돌봄 분야의 과제들로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 공공의료

시설 확충 등이 해당함 

‐ 안전·안심 분야에서는 안전한 삶터 구축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이 과제들로 포

함됨8)

2) 생활서비스 시설

◦ 생활서비스 시설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

성이 있으며, 도보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시설임. 공공 부문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말함9)

[표 2-2] 생활서비스 시설의 종류 및 수요 분석 방법

계획 항목 세부분석 대상 보행 이용 거리 평균 지표

공원

이용반경 500m)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활권공원 중 근린공원,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 역사공원, 기타공원, 한강 및 4대 지천(중랑

천, 불광천, 안양천, 탄천) 이용반경 250m) 생활권공원 중 어린이공

원, 소공원

250m/500m 시설면적(ha)/
인구1천명

주차장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중 공영 주차장 - 시영 및 구영 포함 노약자
400m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면수/
10세대

도서관
공공(공립/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중 작은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포함
일반인
800m

시설개소/
1만 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노인교실 노약자
400m

시설개소/65세 이상 
고령자 1천명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 청소년 독서실 생활시설(아동양육), 아동임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전문기관,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

정, 지역아동복지센터(아동종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일반인
800m

시설개소/
청소년

(10~24세)
인구 1천명

보육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가정/법인단체/민간 어린이집 일반인
400m

시설개소/
5세미만 1백 명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업 외의 공공의 다목적 체육센터 등

※ 공원/운동장/야구장 등의 생활체육시설 포함
일반인
800m

시설개소/
인구 1만 명

자료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지역생활권계획｜강남구」, pp.62. 

8)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pp.6. 

9)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지역생활권계획｜강남구」, p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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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SOC 시설 관련 법규 검토

◦ 생활SOC의 현황 조사 및 분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SOC와 유사한 개념의 법

적 용어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관한 법적 용어가 생활

SOC 시설과 유사함 

[표 2-3]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정의

구 분 내 용

정 의

(1장 총칙 중 

제 2조)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1)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기초 생활인프라라는 법적 시설용어를 생활

SOC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음

[표 2-4] 기초 생활인프라의 정의

구 분 내 용

정 의

(1장 총칙 중 

제 2조)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자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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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강남구 생활SOC 현황 및 수요 분석

1 ∙ 강남구 생활SOC 분석의 틀

1) 강남구 생활SOC 분석 기준

◦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 생활SOC를 국무조정실의 생활SOC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기차고 품

격 있는 삶터,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로 분류하고, 서울시의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서비스 시설 종류를 강남구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

하여 분석의 범위로 설정

◦ 분석 범위로 설정한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의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일상생활 편의시설

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 기준을 본 연구의 기준으로 설정

‐ 공급 불균형 분석을 위한 평균 지표 기준 설정

‐ 시설 이용 소외지역 파악을 위한 보행 이용 거리 기준 설정

‐ 주민 요구 시설 파악을 위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 진행

구분 생활SOC 평균 지표 보행 이용 거리 수요 조사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도서관
국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공공(일반)도서관, 작은도서관
시설 개소/
인구1만 명

일반인 800m

강남구
22개 행정동
주민 대상
설문조사

(생활SOC 
충분성 조사)

주차장 공영주차장(구영, 시영)
주차장 면수/

10세대
노약자 400m

공공체육
시설

수영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시설 개소/

인구 1만 명
일반인 800m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시설 개소/
5세 미만 인구 

1백 명
일반인 400m

청소년아
동복지시

설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시설개소/
청소년

(10~24세) 
인구 1천 명

일반인 800m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개소/
65세 이상 인구 

1천 명
노약자 400m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시설 면적(ha)/

인구1천 명

500m

어린이공원, 소공원 250m

[표 3-1] 강남구 생활SOC 종류 및 수요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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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SOC 분석 방법

 (1) 현황 분석

◦ 강남구·서울시 통계 자료 및 강남구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강남구 인구 현황 및  강남구 

생활SOC 시설의 수와 위치 파악을 위한 현황 분석 진행

 (2) 수요 분석

◦ 생활SOC 공급 불균형 분석

‐ 현황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평균 지표 값에 의한 강남구 생활SOC 공급 불

균형 분석을 통해 강남구 22개 행정동별 생활SOC 시설의 부족 여부 파악

◦ 생활SOC 보행 이동 반경 분석

‐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획항목별 분석 기준에 따른 10분 보행거리의 이용 반경

의 분석을 통해 시설별 보행 이용 접근에 대한 서비스 소외지역 도출

◦ 생활SOC 주민수요 조사 분석

‐ 강남구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충분성 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 분석 진행 

    

  ※ 생활SOC 주민수요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   • 표 본 수 : 500개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9.11.28.~12.04 (7일)

 (3) 종합 분석

◦ 주민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생활SOC 도출

‐ 서울시 대비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 보행 이용 분석 결과 + 주민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행정동별 우선공급이 필요한 생활SOC 도출

‐ 정량적 분석인 보행 이용 분석 결과 + 주민수요 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동별 

차등적 공급이 필요한 생활SOC 도출

       
[그림 3-1] 우선 공급과 차등 공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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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SOC 분석 과정

◦ 강남구 내 공급이 필요한 생활SOC 도출을 위해 현황 분석과 수요 분석 실시

◦ 현황 분석에서는 강남구 인구 현황과 강남구 생활SOC 현황 분석

◦ 수요 분석에서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

‐ 정량적 분석은 생활SOC 공급 불균형 분석과 생활SOC 보행 이동 반경 분석 진행

‐ 정성적 분석에서는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생활SOC 주민수요 조사 실시

◦ 현황 분석과 수요 분석을 통해 강남구 행정동별 우선 공급 및 차등적 공급 유도가 필요한 

생활SOC 도출

현황
분석

강남구 생활SOC 현황 분석 →
 • 강남구 인구 현황
 • 강남구 생활SOC 공급 현황

▼

수요
분석

정량적
분석

생활SOC
공급 불균형 분석

→  • 강남구 행정동별 생활 공급 불균형 분석 

생활SOC
보행 이동 반경 분석

→
 • 각 시설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보행 이동 

반경 거리 분석

정성적
분석

생활SOC
주민수요 조사 분석

→  • 강남구민 대상 생활SOC 수요 조사 실시

▼

분석
결과
종합

강남구 내
필요한 생활SOC 도출

→
 • 강남구 행정동별 우선 공급 및 차등적 공급 

유도 필요한 생활SOC 도출

[표 3-2] 강남구 생활SOC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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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남구 생활SOC 현황 분석 

1) 강남구 인구 및 가구 현황

 (1) 강남구 인구 및 세대수 추이

◦ 강남구 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적 감소를 보이다가, 2019년도에 전년 대비 0.5% 증가 

◦ 강남구 세대수 또한 2014년 이후 지속적 감소를 보이다가, 2019년도에 전년 대비 1.8% 증가

◦ 2019년 인구의 증가폭보다 세대수의 증가폭이 크며, 이는 세대당 인구수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재작성

[그림 3-2] 강남구 인구 및 세대수 추이

 (2) 강남구 동별 인구 및 세대수

◦ 최근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세곡동의 인구수(44,903명)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치2동, 역삼1‧2동, 도곡2동, 청담동 순으로 높음

◦ 세대수는 오피스텔 등이 밀집되어 있는 역삼1동(23,739세대)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곡

동, 논현1동, 대치2동, 청담동 순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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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재작성 (2019.9 기준)

[그림 3-3] 강남구 동별 인구 및 세대수

  

 (3) 강남구 연령별 인구 

◦ 65세 이상 인구는 세곡동(5,965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압구정동, 도곡2

동, 대치2동, 수서동, 청담동, 역삼1동 순으로 나타남

◦ 9~24세 청소년 인구는 대치2동(10,07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역삼2

동, 대치1동, 도곡2동, 세곡동, 삼성2동, 일원본동 순으로 나타남

◦ 5세 미만 영유아 인구는 세곡동(1,837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역삼2동, 

청담동, 삼성2동, 도곡2동, 압구정동 순으로 나타남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재작성 (2019.9 기준)

[그림 3-4] 강남구 연령별 인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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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세대)

구분
인구 세대수

인구수 5세 미만
9~24세

(청소년 인구)
65세 이상 세대수

세대당 
인구

강남구 544,028 15,511 100,021 69,899 232,115 2.34 

개포1동 7,002  134 1,122 1,484 2,780  2.52 

개포2동 19,874 620 3,983 2,525 7,164 2.77 

개포4동 18,328 541 3,190 2,214 7,737 2.37 

논현1동 23,237 415 2,543 2,817 14,219 1.63 

논현2동 21,704 616 2,820 2,930 11,357 1.91 

대치1동 25,298 482 7,659 2,212 7,424 3.41 

대치2동 38,696 637 10,074 4,285 12,981 2.98 

대치4동 20,636 317 4,467 1,909 10,270 2.01 

도곡1동 22,464 689 4,027 2,746 8,561 2.62 

도곡2동 34,262 1,066 7,511 4,331 11,825 2.90 

삼성1동 14,645 473 2,528 2,066 5,903 2.48 

삼성2동 30,132 1,068 5,467 3,243 13,274 2.27 

세곡동 44,903 1,837 7,506 5,965 17,773 2.53 

수서동 15,985 491 1,513 4,026 7,849 2.04 

신사동 17,348 440 2,995 2,872 7,485 2.32 

압구정동 27,607 912 4,809 4,848 10,716 2.58 

역삼1동 36,254 652 4,196 3,500 23,739 1.53 

역삼2동 36,862 1,214 8,037 3,447 15,450 2.39 

일원1동 16,391 380 2,453 2,973 7,526 2.18 

일원2동 18,089 603 3,059 2,978 7,336 2.47 

일원본동 24,435 846 5,247 2,603 8,207 2.98 

청담동 29,876 1,078 4,815 3,925 12,539 2.38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재작성 (2019.9 기준)

[표 3-3] 강남구 연령별 인구 현황

 (4) 강남구 가구 구성 현황

◦ 1~2인 가구수 비율은 역삼1동(80.5%), 논현1동(77.7%)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논현2동, 

수서동, 대치4동 순으로 나타남

◦ 3~4인 가구수 비율은 대치1동(68.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일원본동, 도곡

2동 순으로 나타남

◦ 5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대치1동(10.6%)과 세곡동(10.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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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 통계 재작성 (2015 기준)
     * 일반가구 기준이며,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 제외

[그림 3-5] 강남구 가구 구성 현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강남구 61,897 29.3% 51,614 24.4% 45,477 21.5% 40,514 19.2% 11,855 5.6%

개포1동 1,748 22.7% 2,067 26.8% 1,861 24.1% 1,621 21.0% 419 5.4%

개포2동 2,194 21.8% 2,506 24.9% 2,510 24.9% 2,343 23.2% 528 5.2%

개포4동 2,408 29.2% 2,041 24.7% 1,818 22.0% 1,517 18.4% 470 5.7%

논현1동 6,419 52.65 3,068 25.1% 1,440 11.8% 944 7.7% 334 2.7%

논현2동 4,063 40.7% 2,681 26.9% 1,710 17.1% 1,139 11.4% 390 3.9%

대치1동 288 4.9% 964 16.5% 1,734 29.6% 2,253 38.5% 618 10.6%

대치2동 1,544 12.3% 2,465 19.6% 3,588 28.5% 4,102 32.5% 905 7.2%

대치4동 3,779 41.2% 2,238 24.4% 1,542 16.8% 1,251 13.6% 356 3.9%

도곡1동 1,651 21.8% 1,727 22.8% 1,914 25.2% 1,812 23.9% 477 6.3%

도곡2동 1,435 13.2% 2,586 23.9% 3,154 29.1% 2,891 26.7% 769 7.1%

삼성1동 1,142 22.2% 1,332 25.9% 1,279 24.9% 1,063 20.7% 321 6.2%

삼성2동 3,659 31.6% 2,724 23.5% 2,409 20.8% 2,206 19.0% 589 5.1%

세곡동 3,573 24.8% 3,183 22.1% 3,004 20.8% 3,131 21.7% 1,531 10.6%

수서동 2,412 34.7% 2,340 33.7% 1,313 18.9% 697 10.0% 186 2.7%

신사동 2,074 30.2% 1,857 27.1% 1,450 21.1% 1,132 16.5% 348 5.1%

압구정동 1,773 19.0% 2,665 28.6% 2,451 26.3% 1,843 19.8% 589 6.3%

역삼1동 10,553 56.3% 4,542 24.2% 2,041 10.9% 1,155 6.2% 450 2.4%

역삼2동 3,771 29.8% 2,754 21.7% 2,750 21.7% 2,695 21.3% 696 5.5%

일원1동 2,186 31.9% 1,785 26.0% 1,407 20.5% 1,110 16.2% 368 5.4%

일원2동 1,511 24.5% 1,731 28.1% 1,473 23.9% 1,188 19.3% 265 4.3%

일원본동 908 12.0% 1,612 21.3% 2,067 27.3% 2,360 31.2% 624 8.2%

청담동 2,806 26.0% 2,746 25.4% 2,562 23.7% 2,061 19.1% 622 5.8%

  자료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 통계 재작성 (2015 기준)
  * 일반가구 기준이며,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 제외

[표 3-4] 강남구 가구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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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구 생활SOC 공급 현황

 (1) 도서관

◦ 도서관은 국립·시립도서관, 공공(일반)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구분하여 현황 분석 실시

◦ 강남구 내 도서관은 총 28개소로 국립·시립도서관 3개소, 공공(일반)도서관 11개소, 작은 

도서관 14개소임

‐ 역삼1동과 세곡동의 경우 각각 3개소로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포1

동에는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지 않음

자료 : 강남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강남구 슬기로운 강남생활(2018),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3-6] 강남구 도서관 위치 현황

(단위 : 개소 / 2019 기준)

구분 소계
국립‧시립
도서관

공공(일반)
도서관

작은
도서관

구분 소계
국립‧시립
도서관

공공(일반)
도서관

작은
도서관

서울시 623 27 173 423 삼성1동 1 - - 1
강남구 28 3 11 14 삼성2동 1 1 - -
개포1동 - - - - 세곡동 3 - 2 1
개포2동 1 1 - - 수서동 1 - - 1
개포4동 1 - - 1 신사동 1 - - 1
논현1동 1 - - 1 압구정동 1 - - 1
논현2동 2 - 1 1 역삼1동 3 1 2 -
대치1동 1 - - 1 역삼2동 1 - - 1
대치2동 2 - 2 - 일원1동 1 - - 1
대치4동 1 - 1 - 일원2동 1 - - 1
도곡1동 1 - 1 - 일원본동 1 - - 1
도곡2동 1 - - 1 청담동 2 - 2 -

자료 : 강남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강남구 슬기로운 강남생활(2018), 국가 도서관 통계시스템 홈페이지

[표 3-5] 도서관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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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 주차장은 강남구 공영주차장과 시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실시

◦ 강남구 내 주차장은 총 66개소로 강남구 공영주차장 57개소, 시영주차장 9개소임

‐ 주차장은 강남구 22개 행정동 모두에 위치하고 있음

‐ 주차장 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삼성1동(1,182대)이며, 다음으로 수서동, 일원1동, 

대치2동 순이며, 하위는 논현2동(14대), 역삼2동, 대치1동, 일원본동 순임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서울시설공단 내부자료 (2019)

[그림 3-7] 강남구 주차장 위치 현황

(단위 : 개소, 대 / 2019 기준)

구분 개소 면수 구분 개소 면수

서울시 711 67,569 삼성1동 5 1,182

강남구 66 7,171 삼성2동 3 313

개포1동 2 224 세곡동 3 435

개포2동 2 202 수서동 1 649

개포4동 3 322 신사동 4 573

논현1동 3 220 압구정동 5 286

논현2동 1 14 역삼1동 5 314

대치1동 2 59 역삼2동 1 22

대치2동 7 622 일원1동 5 624

대치4동 4 251 일원2동 1 168

도곡1동 2 252 일원본동 2 78

도곡2동 2 87 청담동 3 274

※ 주차장 : 공영주차장, 시영주차장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서울시설공단 내부자료 (2019)

[표 3-6] 주차장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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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은 수영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실시

◦ 강남구 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19개소로 수영장 5개소, 테니스장 4개소, 생활체육관 10개소 임

‐ 공공체육시설은 일원2동(3개소)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개포4동, 

수서동, 역삼2동, 일원1동, 일원본동에 각 2개소씩, 대치2동, 삼성1동에 각 1개소씩 

위치하고 있음

       자료 : 강남구 내부자료(2019),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그림 3-8] 강남구 공공체육시설 위치 현황

(단위 : 개소 / 2019 기준)

구분 개소 수영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구분 개소 수영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서울시 252 91 62 99 삼성1동 1 0 1 0

강남구 19 5 4 10 삼성2동 0 0 0 0

개포1동 0 0 0 0 세곡동 0 0 0 0

개포2동 0 0 0 0 수서동 2 1 0 1 

개포4동 2 0 1 2 신사동 0 0 0 0 

논현1동 0 0 0 0 압구정동 0 0 0 0 

논현2동 0 0 0 0 역삼1동 0 0 0 0 

대치1동 0 0 0 0 역삼2동 2 1 0 2

대치2동 1 0 1 0 일원1동 2 1 0 1 

대치4동 0 0 0 1 일원2동 3 0 1 1 

도곡1동 0 0 0 0 일원본동 2 2 0 1 

도곡2동 0 0 0 0 청담동 0 0 0 1

 자료 : 강남구 내부자료(2019),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홈페이지

[표 3-7] 공공체육시설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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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육시설

◦ 보육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직장, 가정, 법인단체, 부모협동) 중심으로 분석

◦ 강남구 내 보육시설은 총 228개소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60개소, 민간 어린이집은 168개소임

‐ 보육시설은 세곡동(43개소)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개포4동(19개

소), 일원본동(15개소)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개포1동(2개소)은 가장 적은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개포2동

(4개소), 도곡2동(4개소), 신사동(4개소) 순으로 나타남

        자료 :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 통계연보(2018)

[그림 3-9] 강남구 보육시설 위치 현황

(단위 : 개소 / 2019 기준)

구분 소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구분 소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서울시 6,194 1,274  4,920  삼성1동 9 3 6 

강남구 228 60 168 삼성2동 13 3 10 

개포1동 2 1 1 세곡동 43 13 30 

개포2동 4 1 3 수서동 8 3 5 

개포4동 19 3 16 신사동 4 2 2 

논현1동 6 2 4 압구정동 5 3 2 

논현2동 5 1 4 역삼1동 12 1 11 

대치1동 6 2 4 역삼2동 12 2 10 

대치2동 12 3 9 일원1동 10 2 8 

대치4동 9 2 7 일원2동 11 3 8 

도곡1동 9 2 7 일원본동 15 3 12 

도곡2동 4 2 2 청담동 10 3 7 

 * 민간어린이집 : 직장, 가정, 법인단체, 부모협동 포함
 자료 :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 통계연보(2018)

[표 3-8] 보육시설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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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실시

◦ 강남구 내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은 총 10개소로 청소년복지시설 5개소, 아동복지시설 5개소 임

‐ 청소년복지시설은 일원본동(3개소), 역삼2동(1개소), 청담동(1개소)에 위치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은 개포4동(2개소), 일원1동(2개소), 역삼2동(1개소)에 위치하고 있음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슬기로운 강남생활(2018), 서울 통계연보(2018)

[그림 3-10] 강남구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위치 현황

(단위 : 개소 / 2019 기준)

구분 소계
청소년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구분 소계

청소년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서울시 161 60 101 삼성1동 - - -

강남구 10  5 5 삼성2동 - - -

개포1동 - - - 세곡동 - - -

개포2동 - - - 수서동 - - -

개포4동 2 - 2 신사동 - - -

논현1동 - - - 압구정동 - - -

논현2동 - - - 역삼1동 - - -

대치1동 - - - 역삼2동 2 1 1 

대치2동 - - - 일원1동 2 - 2 

대치4동 - - - 일원2동 - - -

도곡1동 - - - 일원본동 3 3 -

도곡2동 - - - 청담동 1 1 -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슬기로운 강남생활(2018), 서울 통계연보(2018)

[표 3-9] 청소년아동복지시설 현황 분석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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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 2019 기준)

구분 소계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서울시 4,884 80 372 3,363  22 510 537 

강남구 226  8 22 165 2 8 21 

개포1동 4 - - 4 - - -

개포2동 7 - 1 5 - - 1 

개포4동 9 - 1 4 - 1 3 

논현1동 7 1 - 4 - 1 1 

논현2동 9 1 2 5 - - 1 

대치1동 10  - 2 8 - - -

대치2동 10  - 2 8 - - -

대치4동 6 1 - 2 - 1 2 

도곡1동 9 - 1 8 - - -

도곡2동 7 - - 7 - - -

[표 3-10]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분석

 (6)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실시

◦ 강남구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226개소로 노인복지관 8개소, 노인교실 22개소, 경로당 

165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2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1개소임

‐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세곡동(32개소)이며, 다음으로 역삼2동(20개소), 

청담동(14개소) 순임

‐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적은 지역은 개포1동(4개소), 일원1동(6개소), 대치4동(6개소) 순임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서울 통계연보 (2018)

[그림 3-11]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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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 2019 기준)

구분 소계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재가노인복지

삼성1동 9 1 - 6 - 1 1 

삼성2동 11  - 1 10 - - -

세곡동 32  - 2 23 2 2 3 

수서동 10  - 2 7 - - 1 

신사동 7 - 1 5 - - 1 

압구정동 8 1 - 6 - - 1 

역삼1동 10  2 - 8 - - -

역삼2동 20  1 2 12 - 1 4 

일원1동 6 - - 4 - 1 1 

일원2동 10  - 3 6 - - 1 

일원본동 11  - - 11 - - -

청담동 14  - 2 12 - - -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서울 통계연보 (2018)

 (7) 공원

◦ 공원은 근린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 실시 

◦ 강남구 내 공원은 총 129개소로 근린공원은 55개소,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64개소, 

소공원 9개소임

‐ 공원 수가 적은 지역은 개포1동(1개소), 대치2동(1개소), 대치4동(2개소), 도곡1동(2개소) 

순으로 나타남

‐ 공원 면적이 적은 지역은 대치4동(3,267.8㎡), 논현2동(4,118.4㎡), 삼성2동(6,914.7㎡) 

순으로 나타남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서울 통계연보(2018)

[그림 3-12] 강남구 공원 위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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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 2019 기준)

구분 소계
근린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구분 소계
근린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서울시 2,503 421 1,661 삼성1동 3 1 2

강남구 129 56 73 삼성2동 5 5 0

개포1동 1 1 0 세곡동 23 11 12

개포2동 9 6 3 수서동 7 2 5

개포4동 3 1 2 신사동 4 2 2

논현1동 6 1 5 압구정동 7 2 5

논현2동 3 0 3 역삼1동 7 1 6

대치1동 6 3 3 역삼2동 10 6 4

대치2동 1 1 0 일원1동 3 1 2

대치4동 2 0 2 일원2동 5 2 3

도곡1동 2 2 0 일원본동 12 4 8

도곡2동 6 2 4 청담동 4 2 2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서울 통계연보(2018)

[표 3-11] 강남구 공원 현황 분석 (시설수)

(단위 : ㎡ / 2019 기준)

구분 소계
근린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구분 소계
근린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서울시 48,404,000 45,657,000 2,747,000 삼성1동 78,740 75,635.7 3,104.3

강남구 2,257,036.7 2,140,356.4 116,680.3 삼성2동 6,914.7 6,914.7 -

개포1동 9,367.0 9,367.0 - 세곡동 528,093.6 507,513.0 20,580.6

개포2동 375,184.3 367,199.7 7,984.6 수서동 23,805.6 17,580.1 6,225.5

개포4동 20,092.2 16,811.4 3,280.8 신사동 23,009.5 20,768.3 2,241.2

논현1동 36,436.8 29,947.0 6,489.8 압구정동 45,749.1 37,548.5 8,200.6

논현2동 4,118.4 - 4,118.4 역삼1동 10,958.7 1,988.8 8,969.9

대치1동 47,310.6 40,700.4 6,610.2 역삼2동 10,202.0 6,735.3 3,466.7

대치2동 10,408.9 10,408.9 - 일원1동 17,179.2 14,089.1 3,090.1

대치4동 3,267.8 - 3,267.8 일원2동 30,503.0 24,978.7 5,524.3

도곡1동 270,414.5 270,414.5 - 일원본동 60,4118.1 588,836.5 15,281.6

도곡2동 21,127.8 16,169.8 4,958.0 청담동 80,034.9 76,749.0 3,285.9.0

 자료 : 강남구 홈페이지, 서울 통계연보(2018)

[표 3-12] 강남구 공원 현황 분석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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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남구 생활SOC 수요분석 

1) 강남구 생활SOC 공급 불균형 분석

 (1) 도서관

◦ 서울시 평균 지표 대비 강남구의 도서관 공급 수준 부족 (서울시 0.64, 강남구 0.51)

◦ 도서관은 서울시 대비 논현2동(0.92), 역삼1동(0.83), 삼성1동(0.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개포1동에는 도서관이 없으며, 역삼2동(0.27), 도곡2동(0.29), 삼성2동(0.33) 순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3-13] 도서관 공급 불균형 분석

구분
평균지표

구분
평균지표

전체 국립‧시립
도서관

공공(일반)
도서관

작은
도서관 전체 국립‧시립

도서관
공공(일반)

도서관
작은

도서관

서울시 0.64 0.03 0.18 0.43 삼성1동 0.68 0.00 0.00 0.68
강남구 0.51 0.06 0.20 0.26 삼성2동 0.33 0.33 0.00 0.00
개포1동 0.00 0.00 0.00 0.00 세곡동 0.67 0.00 0.45 0.22
개포2동 0.50 0.50 0.00 0.00 수서동 0.63 0.00 0.00 0.63
개포4동 0.55 0.00 0.00 0.55 신사동 0.58 0.00 0.00 0.58
논현1동 0.43 0.00 0.00 0.43 압구정동 0.36 0.00 0.00 0.36
논현2동 0.92 0.00 0.46 0.46 역삼1동 0.83 0.28 0.55 0.00
대치1동 0.40 0.00 0.00 0.40 역삼2동 0.27 0.00 0.00 0.27
대치2동 0.52 0.00 0.52 0.00 일원1동 0.41 0.00 0.00 0.41
대치4동 0.48 0.00 0.48 0.00 일원2동 0.61 0.00 0.00 0.61
도곡1동 0.45 0.00 0.45 0.00 일원본동 0.55 0.00 0.00 0.55
도곡2동 0.29 0.00 0.00 0.29 청담동 0.67 0.00 0.67 0.00

[표 3-13] 도서관 공급 불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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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

◦ 서울시 평균 지표 대비 강남구의 주차장 공급 수준 충분 (서울시 0.16, 강남구 0.31)

◦ 강남구 내에서 삼성1동(2.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서동(0.83), 일원1동

(0.83), 개포1동(0.8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은 논현2동(0.01), 역삼2동(0.01), 도곡2동(0.07), 대치1

동(0.0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4] 주차장 공급 불균형 분석

구분 평균 지표 구분 평균 지표

서울시 0.16 삼성1동 2.00

강남구 0.31 삼성2동 0.24

개포1동 0.81 세곡동 0.24

개포2동 0.28 수서동 0.83

개포4동 0.42 신사동 0.77

논현1동 0.15 압구정동 0.27

논현2동 0.01 역삼1동 0.13

대치1동 0.08 역삼2동 0.01

대치2동 0.48 일원1동 0.83

대치4동 0.24 일원2동 0.23

도곡1동 0.29 일원본동 0.10

도곡2동 0.07 청담동 0.22

※ 주차장 : 공영주차장, 시영주차장

[표 3-14] 주차장 공급 불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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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체육시설

◦ 서울시 평균 지표 대비 강남구의 공공체육시설 공급 수준 충분 (서울시 0.26, 강남구 0.35)

◦ 공공체육시설 평균 지표는 일원본동(1.6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포4동

(1.64), 수서동(1.25), 일원2동(1.2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12개 동(개포1·2동, 논현1·2동, 대치1동, 도곡

1·2동, 삼성2동, 세곡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지 않음

[그림 3-15] 공공체육시설 공급 불균형 분석

구분
평균 지표

구분
평균 지표

전체 수영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전체 수영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서울시 0.26 0.09 0.06 0.10 삼성1동 0.68 0.00 0.68 0.00

강남구 0.35 0.09 0.07 0.18 삼성2동 0.00 0.00 0.00 0.00

개포1동 0.00 0.00 0.00 0.00 세곡동 0.00 0.00 0.00 0.00

개포2동 0.00 0.00 0.00 0.00 수서동 1.25 0.63 0.00 0.63

개포4동 1.64 0.00 0.55 1.09 신사동 0.00 0.00 0.00 0.00

논현1동 0.00 0.00 0.00 0.00 압구정동 0.00 0.00 0.00 0.00

논현2동 0.00 0.00 0.00 0.00 역삼1동 0.00 0.00 0.00 0.00

대치1동 0.00 0.00 0.00 0.00 역삼2동 0.81 0.27 0.00 0.54

대치2동 0.26 0.00 0.26 0.00 일원1동 0.82 0.41 0.00 0.41

대치4동 0.48 0.00 0.00 0.48 일원2동 1.22 0.00 0.61 0.61

도곡1동 0.00 0.00 0.00 0.00 일원본동 1.66 1.11 0.00 0.55

도곡2동 0.00 0.00 0.00 0.00 청담동 0.33 0.00 0.00 0.33

[표 3-15] 공공체육시설 공급 불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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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시설

◦ 서울시 평균 지표 대비 강남구의 보육시설 공급 수준 부족 (서울시 2.03 강남구 1.47)

◦ 강남구 내에서 개포4동(3.5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치4동(2.84), 일원1동

(2.63), 세곡동(2.34), 삼성1동(1.9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대비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모두 18개 동으로, 도곡2동(0.38), 압구정동(0.55), 

개포2동(0.65), 논현2동(0.81)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보육시설 공급 불균형 분석

구분
평균 지표

구분
평균 지표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서울시 2.03 0.42 1.61 삼성1동 1.90 0.63 1.27

강남구 1.47 0.39 1.08 삼성2동 1.22 0.28 0.94

개포1동 1.49 0.75 0.75 세곡동 2.34 0.71 1.63

개포2동 0.65 0.16 0.48 수서동 1.63 0.61 1.02

개포4동 3.51 0.55 2.96 신사동 0.91 0.45 0.45

논현1동 1.45 0.48 0.96 압구정동 0.55 0.33 0.22

논현2동 0.81 0.16 0.65 역삼1동 1.84 0.15 1.69

대치1동 1.24 0.41 0.83 역삼2동 0.99 0.16 0.82

대치2동 1.88 0.47 1.41 일원1동 2.63 0.53 2.11

대치4동 2.84 0.63 2.21 일원2동 1.82 0.50 1.33

도곡1동 1.31 0.29 1.02 일원본동 1.77 0.35 1.42

도곡2동 0.38 0.19 0.19 청담동 0.93 0.28 0.65

 * 민간어린이집 : 직장, 가정, 법인단체, 부모협동 포함

[표 3-16] 보육시설 공급 불균형 분석



03 강남구 생활SOC 현황 및 수요 분석 35

 (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 서울시와 강남구의 청소년아동복지시설 공급 수준은 같음 (서울시 0.1, 강남구 0.1)

◦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은 5개 행정동(일원본동, 개포4동, 청담동, 일원1동, 역삼2동)에만 위치함 

◦ 강남구 내에서 일원1동(0.8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포4동(0.63), 일원본동

(0.57), 역삼2동(0.25), 청담동(0.21)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은 각각 0.05로 같은 비율로 공급되어 있음

[그림 3-17] 청소년아동복지시설 공급 불균형 분석

구분

평균 지표

구분

평균 지표

전체
청소년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전체

청소년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서울시 0.10 0.04 0.07 삼성1동 0.00 0.00 0.00

강남구 0.10 0.05 0.05 삼성2동 0.00 0.00 0.00

개포1동 0.00 0.00 0.00 세곡동 0.00 0.00 0.00

개포2동 0.00 0.00 0.00 수서동 0.00 0.00 0.00

개포4동 0.63 0.00 0.63 신사동 0.00 0.00 0.00

논현1동 0.00 0.00 0.00 압구정동 0.00 0.00 0.00

논현2동 0.00 0.00 0.00 역삼1동 0.00 0.00 0.00

대치1동 0.00 0.00 0.00 역삼2동 0.25 0.12 0.12

대치2동 0.00 0.00 0.00 일원1동 0.82 0.00 0.82

대치4동 0.00 0.00 0.00 일원2동 0.00 0.00 0.00

도곡1동 0.00 0.00 0.00 일원본동 0.57 0.57 0.00

도곡2동 0.00 0.00 0.00 청담동 0.21 0.21 0.00

[표 3-17] 청소년아동복지시설 공급 불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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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지표

전체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서울시 3.34 0.05 0.25 2.30 0.02 0.35 0.37

강남구 3.23 0.11 0.31 2.36 0.03 0.11 0.30

개포1동 2.70 0.00 0.00 2.70 0.00 0.00 0.00

개포2동 2.77 0.00 0.40 1.98 0.00 0.00 0.40

개포4동 4.07 0.00 0.45 1.81 0.00 0.45 1.36

논현1동 2.48 0.35 0.00 1.42 0.00 0.35 0.35

논현2동 3.07 0.34 0.68 1.71 0.00 0.00 0.34

대치1동 4.52 0.00 0.90 3.62 0.00 0.00 0.00

대치2동 2.33 0.00 0.47 1.87 0.00 0.00 0.00

대치4동 3.14 0.52 0.00 1.05 0.00 0.52 1.05

도곡1동 3.28 0.00 0.36 2.91 0.00 0.00 0.00

도곡2동 1.62 0.00 0.00 1.62 0.00 0.00 0.00

[표 3-18]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불균형 분석

[그림 3-18]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불균형 분석

 (6) 노인여가복지시설

◦ 서울시 평균 지표 대비 강남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수준 부족 (서울시 3.34, 강남구 3.23)

◦ 강남구 내에서 역삼2동(5.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세곡동(5.36), 대치1동

(4.52), 삼성1동(4.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도곡2동(1.62), 압구정동(1.65), 일원1동

(2.02), 대치2동(2.3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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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지표

전체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삼성1동 4.36 0.48 0.00 2.90 0.00 0.48 0.48

삼성2동 3.39 0.00 0.31 3.08 0.00 0.00 0.00

세곡동 5.36 0.00 0.34 3.86 0.34 0.34 0.50

수서동 2.48 0.00 0.50 1.74 0.00 0.00 0.25

신사동 2.44 0.00 0.35 1.74 0.00 0.00 0.35

압구정동 1.65 0.21 0.00 1.24 0.00 0.00 0.21

역삼1동 2.86 0.57 0.00 2.29 0.00 0.00 0.00

역삼2동 5.80 0.29 0.58 3.48 0.00 0.29 1.16

일원1동 2.02 0.00 0.00 1.35 0.00 0.34 0.34

일원2동 3.36 0.00 1.01 2.01 0.00 0.00 0.34

일원본동 4.23 0.00 0.00 4.23 0.00 0.00 0.00

청담동 3.57 0.00 0.51 3.06 0.00 0.00 0.00

 (7) 공원

◦ 서울시 평균 지표 대비 강남구의 공원 공급 수준 부족 (서울시 0.5, 강남구 0.41)

◦ 강남구 내에서 일원본동(3.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개포2동(1.89), 도곡1동

(1.20), 세곡동(1.18), 삼성1동(0.5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대비 공원이 부족한 지역은 논현2동(0.02), 대치4동(0.02), 삼성2동(0.02), 대치2동

(0.03), 역삼1동(0.03), 역삼2동(0.0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9] 공원 공급 불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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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지표

구분
평균 지표

전체
근린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전체
근린공원/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서울시 0.50 0.47 0.03 삼성1동 0.54 0.52 0.02

강남구 0.41 0.39 0.02 삼성2동 0.02 0.02 0.00

개포1동 0.13 0.13 0.00 세곡동 1.18 1.13 0.05

개포2동 1.89 1.85 0.04 수서동 0.15 0.11 0.04

개포4동 0.11 0.09 0.02 신사동 0.13 0.12 0.01

논현1동 0.16 0.13 0.03 압구정동 0.17 0.14 0.03

논현2동 0.02 0.00 0.02 역삼1동 0.03 0.01 0.02

대치1동 0.19 0.16 0.03 역삼2동 0.03 0.02 0.01

대치2동 0.03 0.03 0.00 일원1동 0.07 0.06 0.01

대치4동 0.02 0.00 0.02 일원2동 0.19 0.15 0.03

도곡1동 1.20 1.20 0.00 일원본동 3.34 3.26 0.08

도곡2동 0.06 0.05 0.01 청담동 0.27 0.26 0.01

[표 3-19] 공원 공급 불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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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도서관 이용 서비스 소외지역 

 소외지역

[그림 3-21] 주차장 이용 서비스 소외지역 

2) 강남구 생활SOC 보행 이용 분석10)

 (1) 도서관

◦ 도서관 보행 이용 접근 기준을 

일반인 이용 반경 800m로 하

여 이에 대한 서비스 소외지역 

도출

◦ 도서관 보행 이용 분석 결과 

삼성2동, 세곡동, 수서동, 압구

정동, 역삼1·2동, 일원2동, 일

원본동, 청담동에서 서비스 소

외지역 일부 발생

 (2) 주차장

◦ 주차장 보행 이용 접근 기준을 

노약자 이용 반경 400m로 하

여 이에 대한 서비스 소외지역 

도출

◦ 주차장 보행 이용 분석 결과 

압구정동, 역삼2동, 청당동, 개

포1동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에

서 서비스 소외지역 일부 발생

10) 시설 이용 서비스 소외지역이 강, 산, 하천, 철도, 도시가스 회사로만 나타난 경우와 극히 일부지역에 나타난 경우에는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소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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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공공체육시설 이용 서비스 소외지역 

[그림 3-23] 보육시설 이용 서비스 소외지역 

 (3) 공공체육시설

◦ 공공체육시설 보행 이용 접근 

기준을 일반인 이용 반경 

800m로 하여 이에 대한 서비

스 소외지역 도출

◦ 공공체육시설 보행 이용 분석 

결과 개포1·2동, 논현1·2동, 

대치1·2동, 도곡1·2동, 삼성

1·2동, 세곡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 일원본동, 청담동에서 

서비스 소외지역 일부 발생

 (4) 보육시설

◦ 보육시설 보행 이용 접근 기준

을 일반인 이용 반경 400m로 

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소외지

역 도출

◦ 보육시설 보행 이용 분석 결과 

개포1·2동, 논현1·2동, 대치

1·2동, 도곡1·2동, 세곡동, 신

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 일원

본동, 청담동에서 서비스 소외

지역 일부 발생

 소외지역

 소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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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소외지역 

[그림 3-25]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소외지역 

 (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행 이용 

접근 기준을 일반인 이용 반경 

800m로 하여 이에 대한 서비

스 소외지역 도출

◦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행 이용 

분석 결과 개포4동을 제외한 모

든 지역에서 서비스 소외지역 

일부 발생

 (6)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보행 이용 

접근 기준을 노약자 이용 반경 

400m로 하여 이에 대한 서비

스 소외지역 도출

◦ 노인여가복지시설 보행 이용 

분석 결과  개포1·2동, 논현1

동, 대치2동, 삼성1동, 세곡동, 

수서동, 압구정동, 역삼1동에서 

서비스 소외지역 일부 발생

 소외지역

 소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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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공원 이용 서비스 소외지역 

 (7) 공원

◦ 공원 보행 이용 접근 기준을 

근린·역사공원은 일반인 이용 

반경 500m, 어린이·소공원은 

일반인 이용 반경 250m로 하

여 이에 대한 서비스 소외지역 

도출

◦ 공원 보행 이용 분석 결과 개

포1·4동, 논현1·2동, 대치2·4

동, 삼성1·2동, 세곡동, 신사

동, 압구정동, 역삼1·2동, 일

원1동, 청담동에서 서비스 소

외지역 일부 발생

 소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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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남구 생활SOC 수요 조사

 (1) 도서관

◦ 강남구 도서관 충분성 조사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

족하다’는 의견은 29.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역삼2동(65.2%), 일원2동(6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27] 도서관 충분성 조사 결과 

 (2) 주차장

◦ 강남구 주차장 충분성 조사결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개포2동(8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

로는 논현2동(81.8%), 도곡2동(79.2%), 논현1동(69.6%), 대치4동(68.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8] 주차장 충분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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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체육시설

◦ 강남구 공공체육시설 충분성 조사결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36.8%로 가장 높으며, ‘보통이

다’라는 의견은 32.0%로 나타남

◦ 지역별로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일원2동(95.7%)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

음으로는 도곡2동(70.8%), 역삼1동(70.8%), 도곡1동(65.2%), 일원1동(64.0%), 역삼2동

(6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9] 공공체육시설 충분성 조사 결과 

 (4) 보육시설

◦ 강남구 보육시설 충분성 조사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2.2%로 가장 높으며, ‘부족하다’

는 의견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도곡2동(70.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

으로는 역삼2동(60.9%), 일원2동(6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0] 보육시설 충분성 조사 결과 



03 강남구 생활SOC 현황 및 수요 분석 45

 (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 강남구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충분성 조사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2.2%로 가장 높으며, 

‘부족하다’는 의견은 27.8%로 나타남

◦ 지역별로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도곡2동(70.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며, 그 다음으로는 개포2동(50.0%), 역삼2동(47.8%), 일원2동(47.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1]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충분성 조사 결과 

 (6) 노인여가복지시설

◦ 강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충분성 조사결과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41.6%로 가장 높으며, ‘부족하다’

는 의견은 29.0%로 나타남

◦ 지역별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역삼2동(60.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며, 그다음으로는 도곡2동(58.3%), 개포4동(52.0%), 일원2동(47.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2] 노인여가복지시설 충분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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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원

◦ 강남구 공원 충분성 조사결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공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도곡2동(83.3%), 역삼1동(83.3%)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나며, 그 다음으로는 일원2동(78.3%), 역삼2동(73.9%), 도곡1동(60.9%), 개포2동(60%),  

수서동(57.1%), 논현2동(54.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3] 공원 충분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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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구 생활SOC 분석 종합  

1) 도서관

◦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논현2동, 삼성1동, 세곡동, 신사동, 역삼1동, 청담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울시 대비 도서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보행 이용 분석 결과) 역삼1동, 압구정동, 일원2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함

◦ (주민수요 조사 결과)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지역은 개포2동, 도곡2동, 역

삼2동, 일원1·2동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종합) 도서관은 역삼2동, 일원2동에 우선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차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삼성2동, 수서동, 압구정동, 일원본동으로 분석됨

구분 우선 공급 여부
1)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2) 보행 이용 분석 결과 3) 주민수요 조사

    ● 서울시 대비 부족   ●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부족하다’는 의견 50% 이상

개포1동 ● 　

개포2동 ● ●

개포4동 ●

논현1동 ● 　

논현2동

대치1동 ● 　

대치2동 ● 　

대치4동 ● 　

도곡1동 ● 　

도곡2동 ● ●

삼성1동 　

삼성2동 차등 공급 ● ● 　

세곡동 ● 　

수서동 차등 공급 ● ● 　

신사동 　

압구정동 차등 공급 ● ● 　

역삼1동 ● 　

역삼2동 우선 공급 ● ● ●

일원1동 ● ●

일원2동 우선 공급 ● ● ●

일원본동 차등 공급 ● ● 　

청담동 ● 　

[표 3-20] 분석 종합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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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논현1동, 논현2동, 대치1동, 도곡2동, 역삼1·2동, 일원본동에서 서

울시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보행 이용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함

◦ (주민수요 조사 결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지역은 개포2동, 논현1·2동, 

대치4동, 도곡2동, 압구정동 역삼2동, 일원1동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종합) 주차장은 논현1동, 논현2동, 도곡2동, 역삼2동에 우선 공급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되며, 차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대치1동, 역삼1동, 일원본동으로 분석됨

구분 우선 공급 여부
1)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2) 보행 이용 분석 결과 3) 주민수요 조사

    ● 서울시 대비 부족   ●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부족하다’는 의견 50% 이상

개포1동 ● 　

개포2동 ● ●

개포4동 ● 　

논현1동 우선 공급 ● ● ●

논현2동 우선 공급 ● ● ●

대치1동 차등 공급 ● ● 　

대치2동 ● 　

대치4동 ● ●

도곡1동 ● 　

도곡2동 우선 공급 ● ● ●

삼성1동 ● 　

삼성2동 ● 　

세곡동 ● 　

수서동 ● 　

신사동 ● 　

압구정동 ● ●

역삼1동 차등 공급 ● ● 　

역삼2동 우선 공급 ● ● ●

일원1동 ● ●

일원2동 ● 　

일원본동 차등 공급 ● ● 　

청담동 ● 　

[표 3-21] 분석 종합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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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체육시설

◦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개포4동, 대치2·4동, 삼성1동, 수서동, 역삼2동, 일원1·2동, 일원본

동, 청담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울시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보행 이용 분석 결과)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1동, 개포2동, 세곡동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

역에서 서비스 소외지역이 발생함

◦ (주민수요 조사 결과)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지역은 개포2동, 논현2

동, 도곡1·2동, 역삼1·2동, 일원1·2동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종합) 공공체육시설은 개포2동, 논현2동, 도곡1·2동, 역삼1동에 우선 공급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차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개포1동, 논현1동, 대치1동, 삼성2동, 세

곡동, 신사동, 압구정동으로 분석됨

구분 우선 공급 여부
1)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2) 보행 이용 분석 결과 3) 주민수요 조사

    ● 서울시 대비 부족   ●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부족하다’는 의견 50% 이상

개포1동 차등 공급 ● ● 　

개포2동 우선 공급 ● ● ●

개포4동

논현1동 차등 공급 ● ● 　

논현2동 우선 공급 ● ● ●

대치1동 차등 공급 ● ●

대치2동 ● 　

대치4동 　

도곡1동 우선 공급 ● ● ●

도곡2동 우선 공급 ● ● ●

삼성1동 ● 　

삼성2동 차등 공급 ● ● 　

세곡동 차등 공급 ● ● 　

수서동 　

신사동 차등 공급 ● ● 　

압구정동 차등 공급 ● ● 　

역삼1동 우선 공급 ● ● ●

역삼2동 ●

일원1동 ●

일원2동 ●

일원본동 ● 　

청담동 ● 　

[표 3-22] 분석 종합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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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시설

◦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개포4동, 대치4동, 세곡동, 일원1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울시 

대비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보행 이용 분석 결과) 도곡2동, 개포2동, 압구정동, 신사동, 역삼1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

외지역 발생

◦ (주민수요 조사 결과)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지역은 도곡2동, 역삼2동, 

일원2동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종합) 보육시설은 도곡2동에 우선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차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개포1·2동, 논현1·2동, 대치1·2동, 도곡1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 일

원본동, 청담동으로 분석됨

구분 우선 공급 여부
1)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2) 보행 이용 분석 결과 3) 주민수요 조사

    ● 서울시 대비 부족   ●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부족하다’는 의견 50% 이상

개포1동 차등 공급 ● ● 　

개포2동 차등 공급 ● ● 　

개포4동 　

논현1동 차등 공급 ● ● 　

논현2동 차등 공급 ● ● 　

대치1동 차등 공급 ● ● 　

대치2동 차등 공급 ● ● 　

대치4동 　

도곡1동 차등 공급 ● ● 　

도곡2동 우선 공급 ● ● ●

삼성1동 ● 　

삼성2동 ● 　

세곡동 ● 　

수서동 ●

신사동 차등 공급 ● ● 　

압구정동 차등 공급 ● ● 　

역삼1동 차등 공급 ● ● 　

역삼2동 ● ●

일원1동 　

일원2동 ● ●

일원본동 차등 공급 ● ● 　

청담동 차등 공급 ● ● 　

[표 3-23] 분석 종합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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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아동복지시설

◦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개포4동, 역삼2동, 일원1동, 일원본동, 청담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에서 서울시 대비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보행 이용 분석 결과) 개포4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주민수요 조사 결과)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지역은 개포2동, 

도곡2동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종합)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은 개포2동, 도곡2동에 우선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되며, 차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개포1동, 논현1·2동, 대치1·2·4동, 도곡1동, 삼성1·2

동, 세곡동, 수서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 일원2동으로 분석됨

구분 우선 공급 여부
1)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2) 보행 이용 분석 결과 3) 주민수요 조사

    ● 서울시 대비 부족   ●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부족하다’는 의견 50% 이상

개포1동 차등 공급 ● ●

개포2동 우선 공급 ● ● ●

개포4동

논현1동 차등 공급 ● ●

논현2동 차등 공급 ● ●

대치1동 차등 공급 ● ●

대치2동 차등 공급 ● ●

대치4동 차등 공급 ● ●

도곡1동 차등 공급 ● ●

도곡2동 우선 공급 ● ● ●

삼성1동 차등 공급 ● ●

삼성2동 차등 공급 ● ●

세곡동 차등 공급 ● ●

수서동 차등 공급 ● ●

신사동 차등 공급 ● ●

압구정동 차등 공급 ● ●

역삼1동 차등 공급 ● ●

역삼2동 ●

일원1동 ●

일원2동 차등 공급 ● ●

일원본동 ●

청담동 ●

[표 3-24] 분석 종합 (청소년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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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여가복지시설

◦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개포1·2동, 논현1·2동, 대치2·4동, 도곡1·2동, 삼성2동, 수서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 일원1동에서 서울시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보행 이용 분석 결과) 개포1·2동, 논현1동, 대치2동, 삼성1동, 세곡동, 수서동, 압구정동, 

역삼1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주민수요 조사 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지역은 개포4동, 

도곡2동, 역삼2동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종합)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개포1동, 개포2동, 논현1동, 대치2동, 수서동, 압구정

동, 역삼1동에 차등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구분 우선 공급 여부
1)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2) 보행 이용 분석 결과 3) 주민수요 조사

    ● 서울시 대비 부족   ●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부족하다’는 의견 50% 이상

개포1동 차등 공급 ● ●

개포2동 차등 공급 ● ●

개포4동 ●

논현1동 차등 공급 ● ●

논현2동 ●

대치1동

대치2동 차등 공급 ● ●

대치4동 ●

도곡1동 ●

도곡2동 ● ●

삼성1동 ●

삼성2동 ●

세곡동 ●

수서동 차등 공급 ● ●

신사동 ●

압구정동 차등 공급 ● ●

역삼1동 차등 공급 ● ●

역삼2동 ●

일원1동 ●

일원2동

일원본동

청담동

[표 3-25] 분석 종합 (노인여가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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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원

◦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개포2동, 도곡1동, 삼성1동, 세곡동, 일원본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에서 서울시 대비 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보행 이용 분석 결과) 대치2동, 논현2동, 역삼1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주민수요 조사 결과) 공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온 지역은 개포2동, 논현2동, 도곡

1·2동, 수서동, 역삼1·2동, 일원1·2동, 청담동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종합) 공원은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일원1동, 청담동에 우선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차등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개포4동, 논현1동, 대치2·4동, 삼성2동, 신사

동, 압구정동으로 분석됨

구분 우선 공급 여부
1) 공급 불균형 분석 결과 2) 보행 이용 분석 결과 3) 주민수요 조사

    ● 서울시 대비 부족   ● 서비스 소외지역 발생  ● ‘부족하다’는 의견 50% 이상

개포1동 차등 공급 ● ● 　

개포2동 ●

개포4동 차등 공급 ● ● 　

논현1동 차등 공급 ● ● 　

논현2동 우선 공급 ● ● ●

대치1동 ● 　

대치2동 차등 공급 ● ● 　

대치4동 차등 공급 ● ● 　

도곡1동 ●

도곡2동 ● ●

삼성1동 ● 　

삼성2동 차등 공급 ● ● 　

세곡동 ● 　

수서동 ● ●

신사동 차등 공급 ● ● 　

압구정동 차등 공급 ● ● 　

역삼1동 우선 공급 ● ● ●

역삼2동 우선 공급 ● ● ●

일원1동 우선 공급 ● ● ●

일원2동 ● ●

일원본동 　

청담동 우선 공급 ● ● ●

[표 3-26] 분석 종합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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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SOC 분석 종합 결과

◦ 시설별로 공급 불균형 분석 + 보행 이용 분석 + 주민수요 조사 분석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

이 필요한 시설과 차등적 공급이 필요한 시설로 구분하여 나타냄

◦ (우선 공급) 주민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량적 분석 결과(공급 불균형 분석 + 보행 이용 

분석)를 고려하여 시설별 우선 공급 필요 지역 도출

‐ 도서관은 역삼2동, 일원2동에 우선 공급 필요

‐ 주차장은 논현1동, 논현2동, 도곡2동, 역삼2동에 우선 공급 필요

‐ 공공체육시설은 개포2동, 논현2동, 도곡1동, 도곡2동, 역삼1동에 우선 공급 필요

‐ 보육시설은 도곡2동에 우선 공급 필요

‐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은 개포2동, 도곡2동에 우선 공급 필요

‐ 공원은 논현2동, 역삼1동, 역삼2동, 일원1동, 청담동에 우선 공급 필요

◦ (차등적 공급) 정량적 분석 결과(공급 불균형 분석 + 보행 이용 분석)를 고려하여 시설별 차

등적 공급 필요 지역 도출

‐ 도서관은 삼성2동, 수서동, 압구정동, 일원본동에 차등적 공급 필요

‐ 주차장은 대치1동, 역삼1동, 일원본동에 차등적 공급 필요

‐ 공공체육시설은 개포1동, 논현1동, 대치1동, 삼성2동, 세곡동, 신사동, 압구정동에 차

등적 공급 필요

‐ 보육시설은 개포1·2동, 논현1·2동, 대치1·2동, 도곡1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 

일원본동, 청담동에 차등적 공급 필요

‐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은 개포1동, 논현1·2동, 대치1·2·4동, 도곡1동, 삼성1·2동, 세곡동, 

수서동,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 일원2동에 차등적 공급 필요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개포1·2동, 논현1동, 대치2동, 수서동, 압구정동, 역삼1동에 차등적 

공급 필요

‐ 공원은 개포1·4동, 논현1동, 대치2·4동, 삼성2동, 신사동, 압구정동에 차등적 공급 필요

◦ 도출된 시설들 중심으로 지역별로 생활SOC 단계별 공급 계획 수립 필요

‐ (단기적 공급) 우선 공급이 필요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장기적 공급) 차등적 공급이 필요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향후 주민참여 워크숍 등

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SOC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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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공급 / ○ 차등 공급

구분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도서관 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원

개포1동 ○ ○ ○ ○ ○

개포2동 ● ○ ● ○

개포4동 ○

논현1동 ● ○ ○ ○ ○ ○

논현2동 ● ● ○ ○ ●

대치1동 ○ ○ ○ ○

대치2동 ○ ○ ○ ○

대치4동 ○ ○

도곡1동 ● ○ ○

도곡2동 ● ● ● ●

삼성1동 ○

삼성2동 ○ ○ ○ ○

세곡동 ○ ○

수서동 ○ ○ ○

신사동 ○ ○ ○ ○

압구정동 ○ ○ ○ ○ ○ ○

역삼1동 ○ ● ○ ○ ○ ●

역삼2동 ● ● ●

일원1동 ●

일원2동 ● ○

일원본동 ○ ○ ○

청담동 ○ ●

[표 3-27] 생활SOC 수요 분석 종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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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 추진 방안별 국내·외 우수 사례

1 ∙ 국내 생활SOC 우수 사례

1) 공원을 활용한 생활SOC - 한내 지혜의 숲 

◦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내 근린공원 안에 건립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 지역아동

센터, 북카페 등의 여러 용도로 이루어져 있음

‐ 어린이, 학부모, 노인 등과 같은 다양한 연령층이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에서 활동 가능

  

[그림 4-1] 외부 전경 및 내부의 작은 도서관 모습

[표 4-1] 한내 지혜의 숲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위 치 서울 노원구 마들로 86

사업규모 전체 면적 359.37㎡

수상
2017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거리마당상,

올해의 건축 best 7

개관일 개관 2017년 3월 27일

건축설계 장운규, 신창훈 건축가

자료 : 권재현, 2017, 「‘안’에서부터 ‘밖’을 완성한 ‘한내 지혜의 숲’」, 신동아, 제 697호, pp.3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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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는 2012년부터 마을 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목적은 ‘마을 공동체 

회복’에 있음

‐ 한내 지혜의 숲은 마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

업 중의 하나임

◦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축물의 공간 프로그램 구성을 결정함

‐ 원래의 계획은 도서관 기능만을 담은 건물을 설계하려 했으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

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이를 수렴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추

가적으로 설치함 

 
  

[그림 4-2] 북카페 및 지역아동센터

◦ 공간은 크게 공원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공간’과 차와 담소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와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인 ‘학습 지원실’로 구성됨

‐ 벽면과 천정을 나무 책장으로 가득 채우고 바닥을 원목으로 설치해 공간에 친환경적

인 느낌을 부여하여 일체감을 더함

◦ 내부 공간의 책장 모양을 먼저 구상한 후 그것을 반영해 외부 건물 형태를 결정함

‐ 각 공간을 구획하는 문이 없어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열린 공간으로 인식됨

◦ 주민자치위원회와 약 7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공간을 운영함 

‐ 자원봉사자는 교대로 북카페, 학습 지원, 책 정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11)

11) 주학, 2017, 「지역 공동체의 소통 중심지가 되다. 한내 지혜의 숲」, 오늘의 도서관, 2017년 12월호, pp.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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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모델링 사업 방식 – 구산동 도서관 마을

◦ 기존의 노후화 된 주택 8개동, 1개의 도로를 포함한 11개의 필지를 사업 부지로 확보하여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  

‐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던 건물 3동을 리모델링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기존의 도로를 다

시 활용함

           

[그림 4-3] 구산동 도서관 마을 외부 전경 및 내부 모습

[표 4-2] 구산동 도서관 마을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위 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3길 29-23

사업규모 지상 5층(대지면적: 1,572.90㎡, 건축면적: 860.64㎡, 연면적: 2,550.25㎡)

개관일 2015년 6월 

수상 2016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2016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

건축설계 최재원 건축가(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무소)

자료 :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2020, 「생활SOC 지역참여 선도 사례집 –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pp.8.

◦ 사업 기획에서부터 예산 확보,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들이 능동적

으로 참여함

‐ 건립 후에도 주민들의 시설 이용 비율이 높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도서관임

◦ 기존 건물에 있던 약 50여 개의 방들의 규모를 재조정하여 동아리 활동실, 토론방, 음악녹음

실, 만화도서관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들로 조성  

‐ 하중 부담이 큰 서가와 서고는 새롭게 중축하고, 이 공간은 여러 실들을 연결하는 책 

복도로 이용12)

12) 임유경·김수빈·김지현, 2017, 「좋은 공공건축 01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 –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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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청사를 복합화한 생활SOC(위탁개발) -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 지역밀착형으로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을 통한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추진

‐ 캠코와 같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지자체) 등을 대신해 청사 신축과 같은 사업에 재정

을 투자하고 건립한 후에는 소유권을 지자체에게 주고 분양 수입, 임대 수익 등을 통

하여 투자비용을 되돌려 받는 방식

  

[그림 4-4] 공공복합청사 전경 및 내부 동 주민센터

[표 4-3]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37

사업규모 지하 2층 / 지상 3층, 대지면적: 1,595㎡, 연면적: 3,701㎡

준공 2017년 2월 27일

건축설계 유앤피 건축사사무소

자료 :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 지역밀착형 위탁개발 방식을 이용하여 1978년에 지어진 노후 사근동 주민센터를 공공복합

청사로 신축함

‐ 데이케어센터, 노인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헬스장, 어린이 도서관, 목욕탕 등의 다양

한 시설들을 복합화하여 건립

◦ 지자체의 사업비 마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13) 

13) 고재만·윤원섭·이유섭·석민수·김인오·연규욱,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 밀착형으로 공유재산 위탁개발」, 매일경제, 입력: 2018.03.19. 
04:01:03,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8/03/17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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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 화성 동탄중앙이음터

◦ 동탄 중앙초의 운동장으로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공원 부지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상

으로 제공하여 화성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복합공간을 건립 

‐ 영유아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마을학교와 같은 역할

‐ 1층은 마을카페, 시립어린이집, 2층은 마을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실, 3-4층은 도서관, 

5층은 정보통신기술 프로그램 실 등 다양한 용도의 기능들을 복합화하였음14) 

     

자료(좌) : 동탄중앙이음터 도서관 홈페이지 (www.hscitylib.or.kr)  
자료(우) : 김호경, 「백발 어르신부터 영유아까지…“학교가 마을공동체로 변했다”」, 동아일보, 편집: 2018.10.16. 03:0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16/92410949/1

[그림 4-5] 동탄중앙이음터 전경 및 외관

[표 4-4] 동탄중앙이음터 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15

사업규모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10,392.92㎡

개관 2016년 9월

건축설계 (주) 디앤비 건축사사무소

자료 : 동탄중앙이음터 홈페이지(www.hs-ieumteo.org)

◦ 지가가 높고 이미 고밀 개발되어 있는 도시에서 생활SOC를 건립하기 위한 대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하는 방안이 권장되고 있음 

◦ 재능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마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지도를 위한 강사로 활동함15)

14) 박성민, 「문화체육육아 시설 한 곳에…생활SOC 복합화 속도낸다」, 동아일보, 입력 2019.06.25. 03:00, 수정 2019.06.25. 
    11:1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4/96164648/1

15) 김호경, 「백발 어르신부터 영유아까지…“학교가 마을공동체로 변했다”」, 동아일보, 편집: 2018.10.16. 03:0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016/92410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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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건축가 제도에 의한 생활SOC 조성 - 영주시 노인복지관

◦ 국내 최초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도모

‐ 도시 여러 장소에 새롭게 건립된 다수의 공공건축물 등이 유명 건축상을 수상함16)

[그림 4-6] 노인복지관 전경 및 내부 모습

[표 4-5] 영주시 노인복지관 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3동 642-10

사업규모
건축면적: 1,040.89㎡, 연면적: 2,335.28㎡, 대지면적: 1981.00㎡, 

지하 1층, 지상 2층

준 공 2017. 1

건축설계 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자료 : 장기욱·이규상, 2018, 「장소탐방 01: 영주시 노인복지관 – 골목과 마당을 품은 모두의 거실」, 건축과 도시공간 vol 30. 
      summer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10.

◦ 노인들만의 교류 공간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노인복지관이 중앙광장에 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광장 방면으로 북카페, 녹

색가게 및 공용식당을 배치함

‐ 지하의 대공간은 일반 시민들이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마당과 골목길과 같은 기존 마을이 갖고 있던 기억들을 노인복지관 내부에 재현하여 노인들

이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함17)

16) 이재명, 「[건축과 도시] 공공건축 10년의 마법, 인구 10만 소도시 되살리다」, 서울경제, 입력: 2019.03.13. 16:35:46,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KOIPVWF

17) 장기욱·이규상, 2018, 「장소탐방 01: 영주시 노인복지관 – 골목과 마당을 품은 모두의 거실」, 건축과 도시공간 vol 30. 
    summer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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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 시설 내에 생활SOC 설치 – 구로 삼성 IT 밸리 열린 숲 도서관  

◦ IT 업체가 많이 모여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직장인들의 문화 및 휴게 공간으로서의 작은 

도서관 조성  

‐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위한 공간 마련으로 바쁜 직장인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배려  

 

[그림 4-7] 구로 삼성 IT 밸리 열린숲 작은 도서관

[표 4-6] 열린 숲 작은 도서관 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 치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삼성 IT밸리 1층

사업규모 168㎡ 규모로 47개의 열람석과 1,300여 권의 도서

개 관 2017년 3월 17일

인테리어 창조다움

자료 : 이규화, 「구로구, G밸리 작은 도서관 '열린숲' 개관, 디지털타임스」, 입력: 2017.03.20. 11:0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2002109952660004

◦ 업무 지역의 로비 공간을 리모델링하였고 빌딩들이 많은 지역에 숲을 연상할 수 있도록 실내

디자인을 계획 

‐ 입주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직장인들과 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  

◦ 이용자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여 도서관과 북카페, 서점의 기능을 한데 모아서 계획

‐ 내부 공간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커피를 가지고 입장할 수 있음18)

18) (사)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2019, 「2018 작은 도서관 이야기」,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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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생활SOC 선진 사례

1)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의 해외 사례 

◦ 인구 5만의 다케오시는 2013년 시립도서관을 건립한 후 연간 100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

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부여하고 있음 

‐ 약 2,000㎡ 정도 규모의 공간과 279개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음

◦ 도서관, 카페, 서점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들을 복합하여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 스타벅스 커피점, 츠타야서점과 같은 수익 시설들이 도서관 내에 입점되어 있어서 커

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필요한 잡지나 서적을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음19)

  · 수익시설을 유치한 시립도서관  · 공공예술교육기관

  

일본 다케오 시립 공공도서관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

자료(좌) :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우) : 아난탈로 아트센터 홈페이지(http://www.annantalo.fi/)              
[그림 4-8] 일본 다케오 시립 도서관 및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

◦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는 아동 때부터 미술, 음악, 무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문화예술교육기관임20)

◦ 초등학생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어 매주 2시간씩 5주간 정규 수업을 아난탈로에

서 받음

‐ 수업료는 무료 또는 사설학원보다 저렴하고 예산의 대부분을 헬싱키시에서 지원함21)

19) 송승섭, 2017, 「도서관 건축과 공간 변화의 함의」, 2017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 이슈페이퍼 2호, pp.4.

20) 양영석,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가다 (3) 핀란드」, 경남신문, 입력: 2009.12.02. 00:00:00,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854730

21) 최미랑, 「‘창의 시민’ 길러 내는 핀란드...모두가 ‘예술복지’ 누릴 권리 보장」, 경향신문, 입력 : 2019.10.21. 21:56, 수정 : 
    2019.10.22. 16: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21215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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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Tampines Hub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통합된 커뮤니티 및 라이프 스타

일의 중심 공간이며 약 225,000명의 거주자가 살고 있음 

◦ 스포츠, 문화 및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공간들이 통합되어 계획되었고 이와 관련된 

30개 이상의 커뮤니티(communiy)가 존재함

‐ 체육관, 수영장, 조깅트랙, 옥상정원, 공동 정원, 노인 돌봄센터, 어린이 놀이구역, 의

료시설, 공유주방 및 식당, 공동강당, 거주민 예술그룹, 예술극장, 갤러리, 지역도서관, 

경기장, 광장 등의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복합되어 구성됨22)

  · 대규모 복합시설로서의 생활SOC  · 주차장과 생활SOC 복합화

  

싱가포르 Our Tampines Hub 미국 Lincoln Road 주차장

자료(좌) : construction plus 홈페이지 (http://www.constructionplusasia.com/sg/tampines-hub-oth/)
자료(우) : designboom 홈페이지 

(https://www.designboom.com/architecture/herzog-de-meuron-1111-lincoln-road/), © iwan baan        
[그림 4-9] 싱가포르 Our Tampines Hub 및 미국 Lincoln Road 주차장

◦ Lincoln Road 주차장은 기차역 및 공항과 같은 공공시설이지만 여러 용도를 복합화하여 

교통시설만이 아닌 차별화된 공간으로 계획

‐ 소매점, 바(bar), 주거 공간 등과 같은 시설들을 주차장과 복합화

◦ 층고를 높게 하여 주차장에서 도시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함. 주차장은 완전히 열

린 콘크리트 구조임

‐ 열린 구조는 다양한 사회적, 상업적인 행사들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

음23) 

22) Our Tampines Hub (Part of The People’s Association), 「Our Tampines Hub – There’s Something for 
    Everyone!」, Hub Guide First Anniversary Edition

23) Herzog & de Meuron(2010), 「Herzog & De Meuron : 2005-2010 : programa, monumento, paisaje = programme, 
    monument, landscape」, Madrid: El Croquis Editorial, pp.21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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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생활SOC 건축 시뮬레이션

1 ∙ 분석 결과를 활용한 생활SOC 계획 

1) 현황 및 수요 분석 결과를 반영

◦ 향후 강남구 내에 생활SOC 시설이 조성될 경우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2곳을 선정하여 건축 시뮬레이션을 진행

◦ 동별로 생활SOC 현황 및 수요 분석을 통한 우선 및 차등 공급 시설을 반영하고 주민 설문조

사에서 조사된 새롭게 생겨나는 생활SOC 수요도와 생활SOC 복합화 선호도 시설들을 공간 

구성 프로그램 계획 시에 반영 

                              [표 5-1] 신규 생활SOC 수요도 조사_계속    (1+2순위: 중복응답, 단위:%)

  

구분
사례 
수

미세먼지 
저감시설

생활문화
센터

주민
건강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공공예술
교육기관

공공노인
요양시설

강남구 전체 (500) 36.6 34.0 33.4 29.4 26.6 23.2

동별

개포1동 (21) 33.3 28.6 33.3 23.8 42.9 19.0

개포2동 (20) 80.0 15.0 25.0 40.0 10.0 30.0

개포4동 (25) 8.0 28.0 48.0 12.0 12.0 36.0

논현1동 (23) 17.4 52.2 13.0 30.4 52.2 21.7

논현2동 (22) 18.2 54.5 22.7 31.8 22.7 22.7

대치1동 (21) 42.9 28.6 38.1 28.6 23.8 9.5

대치2동 (20) 55.0 25.0 40.0 45.0 10.0 5.0

대치4동 (25) 36.0 44.0 32.0 12.0 44.0 12.0

도곡1동 (23) 43.5 43.5 47.8 43.5 39.1 26.1

도곡2동 (24) 54.2 45.8 33.3 41.7 33.3 25.0

삼성1동 (23) 17.4 26.1 39.1 26.1 30.4 30.4

삼성2동 (24) 20.8 8.3 16.7 16.7 37.5 16.7

세곡동 (24) 45.8 37.5 45.8 29.2 8.3 29.2

수서동 (21) 23.8 28.6 33.3 14.3 28.6 28.6

신사동 (23) 13.0 30.4 21.7 21.7 21.7 26.1

압구정동 (22) 18.2 27.3 13.6 22.7 13.6 22.7

역삼1동 (24) 45.8 41.7 41.7 16.7 37.5 8.3

역삼2동 (23) 56.5 17.4 47.8 39.1 26.1 43.5

일원1동 (25) 44.0 52.0 40.0 32.0 20.0 16.0

일원2동 (23) 56.5 43.5 26.1 52.2 34.8 17.4

일원본동 (21) 47.6 42.9 23.8 38.1 28.6 28.6

청담동 (23) 34.8 21.7 47.8 34.8 4.3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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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신규 생활SOC 수요도 조사      (1+2순위: 중복응답, 단위:%)

  

구분
사례 
수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창업
지원시설

VR 및 AR 
체험시설

초등 돌봄교실

전체 (500) 22.6 20.6 19.4 17.6 15.8

동별

개포1동 (21) 19.0 38.1 19.0 14.3 19.0

개포2동 (20) 35.0 0.0 15.0 25.0 10.0

개포4동 (25) 16.0 36.0 32.0 20.0 36.0

논현1동 (23) 26.1 8.7 21.7 39.1 17.4

논현2동 (22) 31.8 27.3 31.8 27.3 9.1

대치1동 (21) 4.8 14.3 14.3 19.0 9.5

대치2동 (20) 10.0 20.0 0.0 0.0 10.0

대치4동 (25) 16.0 32.0 24.0 24.0 8.0

도곡1동 (23) 17.4 21.7 0.0 13.0 4.3

도곡2동 (24) 16.7 12.5 12.5 12.5 12.5

삼성1동 (23) 30.4 21.7 17.4 26.1 8.7

삼성2동 (24) 29.2 8.3 29.2 8.3 20.8

세곡동 (24) 37.5 20.8 16.7 0.0 29.2

수서동 (21) 23.8 28.6 14.3 38.1 33.3

신사동 (23) 39.1 34.8 26.1 26.1 39.1

압구정동 (22) 9.1 13.6 13.6 4.5 9.1

역삼1동 (24) 29.2 16.7 25.0 12.5 20.8

역삼2동 (23) 34.8 8.7 13.0 4.3 8.7

일원1동 (25) 16.0 24.0 28.0 16.0 12.0

일원2동 (23) 17.4 13.0 21.7 13.0 4.3

일원본동 (21) 23.8 14.3 19.0 14.3 14.3

청담동 (23) 13.0 34.8 26.1 30.4 8.7

                            [표 5-2] 생활SOC 복합화 시설 선호도_계속   (1+2순위: 중복응답, 단위:%)

구분
사례 
수

생활 
문화센터

국민 
체육센터

주민
건강센터

주거지 
주차장

다함께 
돌봄센터

전체 (500) 48.6 48.2 44.0 29.2 29.0

동별

개포1동 (21) 42.9 47.6 47.6 14.3 33.3

개포2동 (20) 55.0 30.0 30.0 0.0 30.0

개포4동 (25) 52.0 48.0 24.0 12.0 36.0

논현1동 (23) 78.3 39.1 47.8 73.9 13.0

논현2동 (22) 59.1 36.4 27.3 63.6 13.6

대치1동 (21) 52.4 47.6 57.1 42.9 33.3

대치2동 (20) 45.0 30.0 35.0 55.0 45.0

대치4동 (25) 36.0 28.0 32.0 12.0 40.0

도곡1동 (23) 60.9 56.5 56.5 21.7 30.4

도곡2동 (24) 54.2 75.0 58.3 8.3 25.0

삼성1동 (23) 17.4 47.8 56.5 4.3 26.1

삼성2동 (24) 50.0 45.8 45.8 4.2 16.7

세곡동 (24) 37.5 54.2 45.8 37.5 45.8

수서동 (21) 33.3 52.4 47.6 19.0 42.9

신사동 (23) 39.1 34.8 26.1 26.1 39.1

압구정동 (22) 22.7 27.3 22.7 63.6 45.5

역삼1동 (24) 58.3 62.5 50.0 25.0 16.7

역삼2동 (23) 78.3 69.6 65.2 21.7 17.4

일원1동 (25) 32.0 60.0 56.0 52.0 12.0

일원2동 (23) 65.2 78.3 47.8 21.7 13.0

일원본동 (21) 52.4 47.6 42.9 28.6 33.3

청담동 (23) 47.8 34.8 43.5 39.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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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생활SOC 수요도 조사 중에서 공공예술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논현1동에서 높

게 나타남

◦ 신규 생활SOC 수요도 조사를 통해 VR 및 AR 체험 시설에 대한 수요는 동별로 논현1동 및 

수서동에서 높게 나타남

◦ 복합화 사업 대상 주요 10종 중에서 어떠한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복합화되기를 원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동별 주민수요 조사

◦ 강남구 전체로 보면 생활문화센터(48.6%), 국민체육센터(48,2%), 주민건강센터(44.0%)의 

우선순위 순으로 복합화되기를 원하는 시설들이 높게 나타남

◦ 생활문화센터의 복합화를 선호하는 의견은 동별로는 논현1동, 역삼2동에서 높게 나타남  

                            [표 5-2] 생활SOC 복합화 시설 선호도      (1+2순위: 중복응답, 단위:%)

  

구분
사례 
수

공동 육아
나눔터

어린이집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가족센터

전체 (500) 28.0 26.6 22.0 19.6 4.8

동별

개포1동 (21) 23.8 28.6 42.9 19.0 0.0

개포2동 (20) 50.0 30.0 55.0 20.0 0.0

개포4동 (25) 40.0 32.0 28.0 20.0 8.0

논현1동 (23) 13.0 0.0 8.7 21.7 4.3

논현2동 (22) 18.2 9.1 4.5 59.1 9.1

대치1동 (21) 38.1 4.8 4.8 9.5 9.5

대치2동 (20) 30.0 40.0 5.0 5.0 10.0

대치4동 (25) 40.0 36.0 16.0 44.0 16.0

도곡1동 (23) 13.0 21.7 26.1 13.0 0.0

도곡2동 (24) 20.8 29.2 25.0 0.0 4.2

삼성1동 (23) 43.5 47.8 8.7 47.8 0.0

삼성2동 (24) 12.5 41.7 25.0 58.3 0.0

세곡동 (24) 20.8 33.3 4.2 16.7 4.2

수서동 (21) 47.6 23.8 4.8 14.3 14.3

신사동 (23) 43.5 34.8 30.4 21.7 4.3

압구정동 (22) 40.9 45.5 13.6 9.1 9.1

역삼1동 (24) 16.7 8.3 45.8 16.7 0.0

역삼2동 (23) 4.3 17.4 21.7 4.3 0.0

일원1동 (25) 16.0 20.0 40.0 12.0 0.0

일원2동 (23) 13.0 8.7 52.2 0.0 0.0

일원본동 (21) 28.6 57.1 9.5 0.0 0.0

청담동 (23) 47.8 17.4 8.7 13.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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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 청담동 주민센터와 일원2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건축 시뮬레이션을 진행

‐ 두 곳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입지상의 이유로 청담동의 경우는 도심부에 위치하고 일

원2동의 경우는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대조적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둘째, 대상 동 주민센터들이 노후화되어 가까운 미래에 재건축 수요가 존재

‐ 셋째, 우선 공급 및 차등 공급 시설의 수요가 있는 지역임

◦ 건축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생활SOC 조성의 적용 모델로서 일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개략적

인 볼륨과 계획 방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보는 데 있으며, 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른 상세

한 건축 계획은 차후 건축 기본계획 과정에서 더 자세한 검토 및 계획이 필요함

1) 청담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부지 항공사진  청담동 주민센터 현재 전경 

 

[그림 5-1] 청담동 주민센터 대지 항공사진 및 전경

◦ 청담동의 경우는 생활SOC 차등 공급 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이 필요함

◦ 청담동 주민들의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롭게 생겨나는 생활SOC 수요도에서 1순위는 

주민건강센터, 2순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3순위는 공공노인요양시설, 4순위는 다함께 돌봄

센터, 5순위는 VR 및 AR 체험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담동 주민들의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SOC 복합화 선호도 시설에서 1순위는 생활

문화센터, 2순위는 공동육아나눔터, 3순위는 주민건강센터, 4순위는 주거지 주차장, 5순위

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담동의 현황 및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복합화를 위한 공간 구성 프로그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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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청담동 주민센터 공간 구성 프로그램 계획

[그림 5-3] 청담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1

◦ 청담동의 지역 특성을 잘 표현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고려

◦ 상층부로 갈수록 건물 형태가 셋백(setback) 되면서 생기는 공간을 옥외 테라스로 사용

◦ 상층부와 저층부의 중간 부분에는 공용 공간을 두어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 

◦ 건물의 서측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정원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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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공간 진입 광장 녹화 테라스

도로 및 진입 광장 등 공공 공간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의 건축선 및 높이를 고려하고 
가로 공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가로변을 
따라서 건축물을 배치

쌈지공원을 건물의 진입 광장과 함께 
계획하여 1층부의 공공 용도와 
확장되어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함

도로의 사선 제한을 따라 자연스럽게 
건물 매스가 후퇴되어 테라스 공간을 
형성하고 주변의 각기 다른 높이의 
건물들과 관계를 가지는 공공건물로서
계획

[그림 5-4] 청담동 주민센터 공간 특성

[표 5-3] 청담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24-1

지역 지구 도시지역, 제 3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대지면적 1,178.9㎡

용적율 300% (3,543㎡)

건폐율 50% (589㎡)

가로변 입면디자인 공원 쪽에서 본 입면디자인

[그림 5-5] 청담동 주민센터 입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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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청담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2

2) 일원2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그림 5-7] 일원2동 주민센터 대지 항공사진 및 전경

◦ 일원2동의 경우는 생활SOC 우선 공급 시설로 도서관이 필요함

◦ 일원2동의 차등공급 시설로는 청소년 아동복지시설이 필요함

◦ 일원2동 주민들의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롭게 생겨나는 생활SOC 수요도에서 1순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2순위는 생활문화센터, 3순위는 공공예술교육기관, 4순위는 주민건강센

터, 5순위는 창업지원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원2동 주민들의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SOC 복합화 선호도 시설에서 1순위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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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 2순위는 생활문화센터, 3순위는 공공도서관, 4순위는 주민건강센터, 5순위로는 

주거지 주차장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8] 일원2동 주민센터 공간 구성 프로그램 계획

[표 5-4] 일원2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개요

구분 주요내용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일반 12-6

지역 지구 도시지역, 제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999.9㎡

용적율 250% (2,400㎡)

건폐율 60% (900㎡)

[그림 5-9] 일원2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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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일원2동 주민센터 건축 시뮬레이션 2

◦ 동 주민센터가 주변의 공공기관 건물들과 함께 도시 가로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에 면하여 배치

◦ 도심 외곽에 위치한 입지 조건을 반영하여 저층형의 친근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로 디자인

◦ 1층의 한 쪽 면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휴게 공간이 되는 녹지 공간 조성

◦ 각층마다 테라스를 만들어서 내부 공간에서 외부로 쉽게 나와서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마련



06

결론 및 향후 과제 

1_결론 

2_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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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및 향후 과제

1 ∙ 결 론 

◦ 현황 분석 및 수요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생활SOC 시설별로 부족한 행정동들에 대한 지속

적이고 단계적인 확충 방안 수립

‐ 생활SOC 현황 분석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파악된 동별 부족 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 

필요

‐ 생활SOC 시설에 대한 공급 불균형 분석, 주민수요 조사 분석에서 부족하고 보행 이

용 분석에서 소외지역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급을 유도

‐ 생활SOC 시설에 대한 공급 불균형 분석에서 부족하고 보행 이용 분석에서 소외지역

이 발생했을 경우 차등 공급을 유도 

◦ 강남구의 생활SOC 시설 공급 비율이 서울시 평균 지표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충 

계획 필요

‐ 강남구 생활SOC 공급 불균형을 분석하여 서울시 평균 지표와 비교하면 주차장을 제

외하고 대부분의 강남구 생활SOC 시설들이 서울시 평균 지표의 평균값과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남 

‐ 강남구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생활SOC 시설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다는 인식

이 많지만, 자료 분석 결과 서울시 평균 지표의 평균값과 비슷하거나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요구됨 

◦ 현황 분석의 경우 동별 생활SOC 시설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 현황도 조사하고 분석하

여 생활SOC 확충 시에 이를 함께 반영 

‐ 저출산 및 고령화,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에도 지속가능한 생활SOC 확충 방안 마련

‐ 지역 특성에 따라 동별 평균 연령층, 가구수 구성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 

간의 차이점을 고려

‐ 시설 현황을 통해 조사된 필요한 시설들과 인구 현황을 통해 파악된 필요한 시설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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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밀착형 생활SOC 조성을 위해 국내·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사업 방식의 검토

와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

‐ 국내 사례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원을 활용한 생활SOC 조성, 리모델링 사업 방식을 

도입한 도서관, 공공청사와 생활SOC 시설의 복합화(위탁개발), 학교 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계획,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업무 시설 내에 작은 도서관 설치 등 창의적이

고 다양한 사업 방식들이 추진되었음 

‐ 해외 사례조사를 분석한 결과 수익 시설을 유치한 시립도서관, 공공예술교육기관의 설

립, 대규모 복합시설 내에 생활SOC 시설 조성, 주차장과 생활SOC 시설 복합화 등 

보다 혁신적인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 강남구에 생활SOC 시설을 건축할 경우 연구 결과인 생활SOC 현황 및 수요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건축 계획을 수립할 것을 고려

- 연구 결과의 실제 적용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대한 건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현  

  황 및 수요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간 구성 프로그램을 계획

‐ 동별 기존 생활SOC 시설들에 대한 생활SOC 현황 및 수요 분석 결과를 통해 우선 

공급 시설과 차등 공급 시설을 검토하여 건축 계획안에 반영 

- 주민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된 신규 생활SOC 시설들에 대한 수요도와 복합화 선호시  

  설 수요도를 검토하여 공간 구성 프로그램 계획 시에 반영 

2 ∙ 향후 과제 

◦ 생활SOC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

사를 보완할 수 있는 주민 워크숍 개최

‐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

이 필요함

‐ 주민 설문조사를 보완하여 워크숍에서는 주민,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

과 주민들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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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에서 생활SOC 조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구유지를 파악하여 향후 생활SOC 확충 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강남구의 경우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 마련이 

어렵고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높은 지가 때문에 사업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지역별로 구유지를 파악하고 부지 규모를 분류하여 조성이 적합한 생활SOC 시설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

◦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강남구만의 품격 있는 강남형 생활SOC 시설은 무엇인가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 

‐ 70플러스 라운지, 미미위 클린놀이터 등과 같이 강남이라는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생

활SOC 시설에 대한 계획과 사업 추진

◦ 타 지자체 및 자치구의 생활SOC 우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통해서 타 지자체나 자치구에서 다수의 사업들이 이미 선정되

었고 계획안이 공모 중이거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모범이 되는 우

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강남구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강남구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생활SOC 시설들을 선별하

여 향후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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